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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이념,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당에 대한 선호도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책 가
치관의 공유보다는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을 배제시켰지만 유권자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와 연계된 정당을 중심으로 참여와 선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교육감 선거를 후보자와 정책이 
중심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환경에 휩쓸리는 선거로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과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교육감 선거이지만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후보자들
과 연계된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정당 간 이념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강해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반영해 볼 때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선거
환경에 의해 교육감이 결정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미약한 정보,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 후보자들이 펼치고 있는 선거 전략을 볼 때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와 선택은 지금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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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8년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는 선거 전 예상

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지방선거가 한국정치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학자들

은 과연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아니면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지역적 행사인지를 

놓고 많은 논의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강신구 2014; 강원택 1999; 이남영 2011; 

송건섭·이곤수 2011; 장승진 2019; 황아란 2013).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점점 관심과 중요성

이 커지는 선거로서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기보다 지역적 중요 행사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대통령 평가와 큰 관련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권한, 광역단체장과 같은 선거구,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 교육감 

선거는 진보 후보들과 보수 후보들 간의 뜨거운 경쟁 그리고 2014년 당선된 진보 

교육감의 재선 여부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교육감 선거는 2006년 12월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2007년 2월 부산에서 교육감 직접선거가 처

음 실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울산, 충북, 경남, 제주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 동시 교육

감 선거가 실시되었고, 2018년 교육감 선거는 전국 단위로 동시에 치러진 세 번째 

직선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광역단체장과 러닝
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교육감 선거, 정치적 중립, 정책선거, 이념, 정당 간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 정당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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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였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과 정책 공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가 정치적 행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하여 정당 공천을 불허한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지도를 낮춰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며, 교육전문성 

검증이 담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전 2010; 박진우 2011; 윤상호·허원재 

2014).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 수 없는 만큼 정당 공천 

혹은 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및 단체장 임명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박진우 2011; 육동일 2012; 윤상호·허원재 2014; 윤성현 

2012; 이기우 2011; 최영출 외 2012). 그러나 이러한 주장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 배제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으면서 후보자 중심의 교육감 선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선거라는 정치적 행사에 정당을 배제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이념은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들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도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후보자들은 이념을 통해 스스로 

정치성향을 드러내고 다른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은택·김왕준 2018; 서현진 2019; 함승환 2019). 교육감 후보자 간 정치적 중립

성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지향했던 취지와는 사뭇 다르게 선거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와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4년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등장한 선명한 진보 교육정책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있어 이념의 중요성을 부각시

켰고, 2018년 교육감 선거도 2014년에 이어 후보자 간 이념 대립의 장이 되었다. 

이처럼 교육감 후보자의 뚜렷한 이념적 대립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극명한 차이

를 불러왔으며, 이는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한편, 

후보자들은 이념에 초점을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념과 연계하여 특정 정당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에게는 이념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는 정당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당 간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 그리고 당파적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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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화되면서 이들의 전략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그러나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간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와 경쟁이 

선거에 핵심일 수밖에 없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념성을 강조하지만 선거과정은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며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설문조사

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후보자의 이념성향보다는 후보의 능력,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라 말하고 

있다.3) 

본 연구는 정당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과 참여가 무엇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놓는 교육정책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지, 후보자들이 강조하는 그들의 이념

의 일치 정도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후보자가 드러낸 정치성향과 

정당을 연계함으로써 후보자를 선택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당 

간 양극화 속에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및 선택에 있어 정당이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Abramowitz and Saunders 

2008; Bartels 2000; Dodson 2010). 무엇보다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와 당파적 

유권자 간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및 선택은 정당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가상준 2020; 이재묵 2014). 과연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 그리고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

보려 한다. 

교육감 선출에 대한 직접선거의 역사는 짧고,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권자의 투표행

태에 대한 분석 또한 제한적이다. 정당이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는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투표 결정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한 

2)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는 두 정당 의원들 간 이념의 차이는 커지며 동일한 정당 
의원들 간 이념의 분포는 작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는 유
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은 높지만 다른 정당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3) 설문조사는 한국정치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외부자 평가”를 위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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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감 선거가 입법 취지에 맞게 선거가 

전개되고 있는지 또한 후보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통하

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권자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띠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Ⅱ. 기존연구 검토

 
교육감 선거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한 논의이고 두 번째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태에 관한 분석이다. 전자가 교육감 선출에 있어 직선제와 정당 배제 관련 논의라

면, 후자는 다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주제와 상관없이 두 연구 모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이 교육감 선거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다(강우진·배진석 

2018; 고전 2019; 서현진 2014; 2019; 안철현 2013). 이는 교육감의 업무와 

권한 등과 관련하여 후보자 및 선거에 관심을 갖는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며,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 논의는 직선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정당 공천 배제의 핵심 근거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

을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동일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표시열(2011)은 교사 개인이 학생들

에게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지위와 신뢰를 남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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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교육이 특정 정치적 색채를 강요하거나 당파적이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정의내렸다. 음선필(2012)은 교사의 정치

적 중립성에서 더 포괄적으로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

장된 정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기우

(2011)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 반드시 정당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교육

부 등 중앙정부의 교육행정기관도 대통령의 정부 구성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진우(2011)는 교육감이 행사하는 권한(조례 작성, 교육규칙 

제정, 예산 편성,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등)은 정치와 밀접

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견지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잣대로 교육감 후보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된 시각이라고 보았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선거에 관심도를 높여주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돕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현재 교육감 후보

자에 대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

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대결적 양상이 지배적이고, 각 교육단체나 시민사회단

체의 특성에 따라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안철현 2013). 

교육감 선거 직선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 방식을 현재의 직선제에서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실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권혁운 

2011).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논쟁은 결국 다양한 교육감 직선제 대안 논의로 

확대되었는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한적 직선제’, ‘러닝메이트 

또는 공공등록제’, ‘ 정당공천 또는 정당표방제’, ‘임명동의제’ 등의 방안이 제기되

고 있다.4) 

4) 각각의 대안에 대한 최영출(2010)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제한적 주민직선제를 통
해 선출된 교육감의 교육 전문성 차원에서 높은 수준을 담보하고, 주민대표성과 정
치적 중립성, 행정 효율성은 일정 부분 보장한다고 보았다. 정당공천제와 정당표방제
는 높은 주민 대표성을 제공하고, 일반행정과의 연계성을 부분적으로 보장하지만 교
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행정 효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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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은 교육감 선거의 특징을 변화시

켰다고 말하고 있다. 즉,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이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

동 및 정보 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후보자들의 유권자 접근 방식을 정책보

다는 이념적 대립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양은택·김왕준 2018; 서현진 2019; 

함승환 2019).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당 공천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은 그들의 이념성, 정치 노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표방이 불가능 상황에서 

이념을 통해 정당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당선이 결정되는 구도

가 만들어졌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중립적 가치에 기초하

겠다는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이 광역단체장 후보 선택과 깊게 연결되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강우진·배진석 2018; 함승환 2019).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및 당선자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2014년 

선거부터 커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념성향이 강한 

후보자들의 당선이며 특히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2014년에 다수 당선되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비교하여 교육감 선거의 당선자들의 정치적 

이념이 편향되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경선을 

통한 공천제도가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이념적으로 극단적 성향을 띠는 후보자들

만으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상호·허원재 2014).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5) 이들의 강한 이념 성향으로 인해 후보자 간 

이념 양극화는 매우 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이념적으로 중위 투표자 

정치이념이 당선자의 정치이념과 깊은 관련이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러한 

러닝메이트제는 높은 수준의 주민대표성과 일반행정을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교육 
전문성,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5)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에 등록된 교육감 후보는 59명으로 
3.47:1의 경쟁률로 제6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18:1의 경쟁률(17개 광역
단체장 71명 후보자)과 4.63:1(16개 광역단체장 74명 후보)에 비해 후보자 수가 급
감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55명(제5회), 57명(제6
회), 71명(제7회)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조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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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윤상호·허원재 2014). 

교육감 선거에 대한 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은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이다(서현진 2014; 장승진 2014; 조진만·윤상진 2012). 교

육감 선거 이외의 다른 선거들이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결과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서현진(2014)은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포함

되는 정치선거와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치선거에 종속되는지

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성격과 의미를 가진 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이를 구분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구체

적으로 유권자의 특징을 통해 보았을 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연령대 

그리고 남성이 큰 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여성이면서, 30-40대 연령층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해 살펴보았을 때, 시·도지사 선택에 있어서는 출신지, 국정운영평가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학부모 세대 변수와 교육

감 선거에 대한 관심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두 선거가 종속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조진만·윤상

진(2012) 또한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야기되는 

논란이 유효한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는데,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선거가 같이 

실시되는 것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광역자

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치적 쟁점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

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 쟁점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은 두 선거를 분리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으며 교육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장승진(2014)

은 2014년 광역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분할투표 즉, 

두 선거를 분리하여 보고 있는 유권자들의 행태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 

지지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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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념 

선명성을 통해 특정 정당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다른 지방선거에 종속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 후보자의 이념과 광역단체장 후보

의 소속 정당을 점차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힘들게 되었다(함승환 

2019). 특히 교육정책은 강한 이념성을 띨 수밖에 없기에 교육과 정치, 교육감 

선거와 중앙정치의 분리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감 선거 후보자 간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후보

자들은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당과의 연계성을 성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정당 간 양극화 속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간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Béjar et al. 2018; Dalton 2008; Dodson 2010; 

Hetherington 2008)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보여주는 연계된 전력을 통해 교육감 선거 참여 그리고 투표선택을 결정하게 되고 

있다.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에게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나타나듯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 간 이념적 양극화 또한 유권자

들에게 정서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 후보자들이 정당 후보

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들보다 정당과의 연계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에게 점점 커지는 정당의 영향력으로 인해 후보자

는 이념을 말하지만 유권자는 정당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

의 후보자 선택 그리고 교육감 선거 참여 또한 정서적 양극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교육감 선출 변화와 이에 대한 논의

1.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화

교육감 선출은 대통령 임명 방식에서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주민들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변모해 왔다. 이는 1952년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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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거가 실시된 이후 정치 영역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점진적으

로 확대·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 대통령 임명

초기 교육감 선출방식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써 약 

4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 시·읍·면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과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시행되었다. 이어서 5·16 군

사정변 이후 교육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절차로 잠시 변경되었으나, 정국이 수습된 이후 교육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 

‘교육위원회 추천→문교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방식이 1990년까지 유지되었

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1991년 3월 시·군·구의회의원 선

거)가 재개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 또한 확대·적용됨에 따라 대통령 임명 

방식의 교육감 선출은 폐지되었다.

2) 교육위원회에 의한 선출

간선제 방식의 교육감 선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1년 3월 8일 제정(동년 

6월 20일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교육자치법)」에 있다. 제1조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추천에 따라 시·도의

회에서 선출하고 7인 이상의 위원 정수를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교육위원회에 의

한 선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운영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각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를 

담당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구성원인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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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받고, 시·도의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임기와 

같은 4년이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한편 선

거에서 교육위원 후보에 대한 기호번호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교호순번제

(순환배열 방식)가 적용되었다.

3)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선출과정에서의 영향은 1949년부터 1997년까지 존재해

왔으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교육위원 선거가 폐지가 되고, 주민에 의한 보다 

직접적인 교육감 선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었다. 1997

년 12월 17일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출의 주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선출한 선거인들과 교원단체가 추천한 선거인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시·도 교육

위원선거인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또한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마다 1인으로 

하되, 학부모대표 또는 지역사회 인사가 할 수 있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학부모대표 40~50%, 교원 대표 30~40%, 지역위원 10~30%의 비율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교육감과 의결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가 주민으로부터 이원적 정통성을 부여받았

음을 의미하며,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교육자치법에서 교원단체 추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기능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 의한 선출이 여전히 간선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학부모대표와 

같이 교육 문제와 직결된 일반 주민의 위임을 받은 인물을 통해 선출한다는 사실은 

이전의 제도보다 직접적인 방향으로 완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4) 주민직선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 방식은 2006년 12월 20일 교육자치법이 개정됨

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변화했다. 교육감 

선출 제도 변화에 따른 실제 적용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각 시·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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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됐다. 이후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현재

까지 제3 교육감 선거가 실시되었다. 

2. 교육감 선거 관련 논의

교육감 선출 관련 중요한 논의는 후보자의 자격과 후보자 정당 공천제에 관한 

것이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경력요건과 공무담임권 및 기본권 침해 대립이 지속되

는 동안 그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1년 당시의 교육감 후보자 자격 기준으로서 경력요건은 20년으로 현재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1995년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15년

으로 완화되었으며, 1997년 개정안은 5년, 2014년 개정안은 3년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피선거권 기준 중 연령, 관할구역 주민등록 여부, 입후보제한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사직 규정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 지방선거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감의 경력기준이 공무담임권을 제약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력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3년이라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2010년 전국단위의 직선제 선거가 실시된 이후 

세 번의 선거만이 시행되어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임명제와 간선제, 

직선제로의 제도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만 하는가’,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 간의 경쟁은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공고화되기까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공고화와 변화 전까지 현행 교육감 선거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지 의문이 남게 된다. 특히 

정당 공천 배제라는 규정은 유권자의 투표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 중 하나가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선거와 대별되는 특징으로 인해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투표행위에 동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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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요인 중 보다 지배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투표에 임해야 함을 의미한다. 

Ⅳ.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분석

교육감 후보는 3년의 교육 경력을 필요로 하며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과 정책 공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감 선출에 있어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전문

성은 경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정당의 배제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

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국 17개 

시·도 총 59명의 후보에 대한 이념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정당의 공천이 배제된 

선거이기에 각 후보들이 선거 공보지나 벽보에 ‘보수 후보’, ‘중도’, ‘진보 단일 

후보’ 등 후보 자신이 표방하는 교육 정책적 이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2018년 설문조사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와 보수 교육감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를 

구분하였다. 전체 1,000명의 응답자 중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에 투표한 유권

자는 133명, 진보 교육감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324명이었다. 진보와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다.

1. 가설 설정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 즉 유권자가 어떤 요인

을 바탕으로 진보성향 후보자와 보수성향 후보자에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 정당공천의 배제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

들이 직관적으로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후보자의 이념이다. 다양한 선거

에서 후보자와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동질성을 느끼거나, 후보들 간의 이념적 성향

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념적 근접성을 갖는 후보자에게 유권자가 선호를 

느끼고 투표에 반영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증명해 왔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들은 전략적으로 정치성향을 밝히고 있으며 언론은 이들을 이념의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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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유사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의 절차가 실제 정당들이 

포함되는 정치선거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선호가 이념적 동질감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념(유권자 주관적 이념평가 점수)을 분석 요인에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였을 것이라 가설을 설

정하였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이념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향점에서도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물론 이념과 정책이 깊은 관련성이 있기에 이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권자의 교육감 후보자 선택에 있어 이념성보다 정책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투표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는지 알아보았다.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외국

어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수월성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정책의 핵심 이슈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

선된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의 평준화를 주장하였

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고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 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와 관련된 논란이 붉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 폐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유권자의 교육감 후보자 선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6) 이를 통해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폐지에 찬성할수록 진보 교육감을 선택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감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 변수를 포함했다. 

교육감 후보들은 경력, 이념을 통해 자신들의 성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다른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요인들과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두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교육감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7)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진보 교육감 

6)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매우 반대한다, (2)반
대한다, (3)찬성한다, (4)매우 찬성한다에 대한 선택이다. 

7)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0-10)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0-10)를 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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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를 선택하였을 것이며,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보수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양(+)의 값을 보일수록 

진보 교육감 후보를 음(-)의 값을 보일수록 보수 교육감을 선택하였을 것이라 가설

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한국에서 교육

은 개인적 입신양명의 사다리로써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

감은 대학입학의 관문까지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일반적으로 최종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가치관과 궤를 같이한다는 

통념에 따라 ‘최종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진보 후보자에 투표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령이 높아지면 진보성향의 후보자보다는 보수성향의 후보자를 선택했을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의 연령 효과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직선제가 전면 확대되고 3번의 선거만이 실시되었음에 

따라 분석에 요구되는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지 않고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측되

는 연령효과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교육감 선거 양상 및 결과를 보았을 때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유권자의 지역을 권역별

로 묶어 행태적 차이를 알아보았다.8) 다음으로 소득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일반적

으로 소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권자는 보수 후보자를 선택할 것이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로 +10부터 -10까지 분포되어 있다. 10에 가까울수록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높
은 호감을 갖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0에 가까울수록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강한 호감을 갖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높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설문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을 ‘수도권(서울·인천·
경기)’,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호남(광주·전북·전남)’, ‘충청(대전·
세종·충북·충남)’, ‘강원’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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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결과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진보 후보 혹은 보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이다. 유권자들의 선거행태

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실시된 지방선거 유권자인식 설문조사

를 활용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정당에 대한 선호도라

는 점을 알 수 있다. 호감도가 높은 양의 값을 가질수록 진보성향의 후보에 투표하

였으며 호감도가 높은 음의 값을 가질수록 보수성향의 후보에 투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감 선거가 의도와는 다르게 정당이 포함되는 정치선거

에서의 양상과 같은 것이다. 반면, 유권자의 이념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성향을 드러냄

으로써 유권자들은 이념에 따른 투표를 하였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념변

수의 통계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당 선호도 변수의 영향력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정당변수를 제외할 때 나타나는 통계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유권자의 이념변수 영향력은 강력한 정당 변수에 의해 사라진 것이라 하겠다. 

한편,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이었던 외국어고·자사고 

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2014년에 이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도 

외국어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교육감 선거에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이슈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통계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은 교육정책을 통해 후보자

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책중심의 선거라기보다 정당이 

중심이 된 정치선거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결과라 하겠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과 이념은 정당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선거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자 중심의 정책이었

지만 현실에서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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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평가와 연령, 소득수준의 영향력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교육수

준 변수와 지역 변수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진보성향의 후보자에 투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구·경북(TK)지

역에 비교하여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강원/호남 유권자들은 진보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 중에서 두드러

지는 특징은 영남권에서의 TK와 PK 유권자들 간의 구별되는 결과라 하겠다.

계수 표준오차

유권자 이념 0.050 0.081 

외고·자사고 폐지 입장 0.044 0.165 

정당 간 호감도 차이 0.155*** 0.045 

대통령 평가 0.233 0.233 

소득 0.089 0.079 

교육수준 0.287* 0.158 

연령 0.015 0.012 

성별 0.291 0.253 

수도권10) 1.380*** 0.421 

PK 1.565*** 0.515 

충청 0.689 0.529 

호남/강원 4.278*** 1.099 

상수 -4.150 1.418 

N 451

적중률 77.2%

<표 1> 교육감 선거 투표 행태 분석 결과

*p<0.1, **p<0.05, ***p<0.01

9) 호남을 강원지역과 합친 것은 설문조사 호남 응답자 중 중 보수 후보자에 투표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호남을 따로 가변수로 하여 분석을 시
도하면 계수와 표준오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한 차선택으로 강원과 합치게 되었다. 

10)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투표행태를 보여준 TK를 기준점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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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계분석 결과는 2018년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맥락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

며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이 유권자들에 잘 전달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 공천이 허용되지 않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이념과 경력

을 통해 정당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의 전략이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당이라는 지름길(short cut)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한국 유권

자들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당 변수는 유의미하지만 이념 변수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은 정당

으로 전환시켜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선거(지방선거)에서 

압승이 교육감 선거에도 전달되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Ⅴ. 2018년 교육감 선거 참여 유권자의 특징

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는 교육감 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특정 유권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낮은 편으로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광역단체장 선거 참여와 비교할 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했지만 교육감 선거

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 참여자 중 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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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계

광역단
체장 
선거

투표했다 555 69 624

투표하지 
않았다

0 376 376

계 555 445 1000

<표 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투표 여부 교차분석

그렇다면 교육감 선거 참여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교육감 선거 참여는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변수, 교육정책(외고·자사

고 폐지)에 대한 의견 강도(强度)를 포함시켰다.11)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혹은 강한 찬성의 의견을 가질수록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해 

보았다. 한편, 교육감 선거만 따로 실시될 경우 여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거에 대한 효능감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삼았다. 또한,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후보자 선택에 있어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치지식 변수를 포함시켰다.12)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 또한 정당 공천 

없는 후보자들 간 대결이지만 정당 간 대결로 인식되는 만큼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정당 간 호감도 차이(절대값) 변수를 사회·경제

적 변수(연령, 성별, 교육, 소득)와 함께 독립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표 3>은 이에 대한 통계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감 선거에 

11) 이를 위해 매우 찬성한다, 매우 반대한다의 의견을 1로,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의
견을 0으로 코딩하였다. 

12) 교육감 선거 관련 지식을 측정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치 지식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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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 

참여는 연령과 소득에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감 선거 참여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의 중요성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배제되어 있지만 정당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선거라는 점을 보여주

는 것이다. 반면, 교육정책(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의견) 변수의 영향력은 찾을 

수 없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고·자사고 폐지 이슈는 유권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정치지식 또한 교육감 선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후보자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

하기에 관련성을 예상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계수 표준오차

교육 0.054 0.091 

소득 0.106** 0.046 

성별 0.068 0.150 

연령 0.017*** 0.006 

교육감 선거 관심도 0.322*** 0.096 

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의견

0.300 0.199 

정치 지식 0.118 0.076 

정치 관심 0.914*** 0.123 

정당 간 호감도 차이 0.113*** 0.029 

효능감 0.056 0.041 

상수 5.469 0.795 

N 979

적중률 70.7%

<표 3> 교육감 선거 참여 여부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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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참여는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관심 그리고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서도 교육정책과 이념보다는 정당과의 연계성

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 참여 자체도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정당을 배제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정당을 연계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참여

하고 있으며 후보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계수 표준오차

교육 0.152 0.170 

소득 0.162* 0.087 

성별 -0.076 0.285 

연령 0.001 0.012 

교육감 선거 관심도 -0.069 0.175 

외고·자사고 폐지 관련 
의견

0.178 0.369 

정치 지식 0.224 0.138 

정치 관심 -0.074 0.226 

정당 간 호감도 차이 0.102* 0.053 

효능감 -0.059 0.071 

상수 0.607 1.441 

N 612

적중률 88.9%

<표 4> 두 선거 참여 여부

*p<0.1, **p<0.05, ***p<0.01

마지막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하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 간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앞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참여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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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투표 참여자 중 11.1%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고 말하였다(서현진 2014; 조진만·윤상진 2012). 한편, 다른 연구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연계하며 투표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

우진·배진석 2018; 함승환 2019). 두 유권자를 나누는 기준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당과의 관련성 때문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감 

선거 참여 여부 모형의 독립변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종속변수(두 선거에 모두 참여

한 경우 1,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참여한 경우 0)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표 4>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예상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

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강할수록 교육감 선거에 더욱 참여

할 것이라 예상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다만, 소득과 정당 간 

호감도 차이 변수의 영향력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먼저 두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관심 등에서 보듯이 

매우 유사한 유권자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두 유권자 간 미세한 차이를 불러오

는 것은 두 정당 간 호감도 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클수록 광역단체장선거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는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큰 유권자일수록 교육감 선거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정당의 호감도로 대표되는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력이 교육감 선거 참여

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육감 선거를 다른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보기 어려우며 유권

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정당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

한 점에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배제시킴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연구들이 교육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독립적으로 인식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서현진 2014; 조진만·윤상진 2012) 2018년 선거에서는 전혀 그러한 점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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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도 교육정책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진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

당 후보로 보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은 교육감 선거가 깜깜히 선거이기 때문

이다. 즉, 우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협소하고, 교육감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별도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어고·자사고 폐지 정책이 선거 전까지 화두가 되었음에도 

선거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못한 것은 일반 유권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책이 소모적 경쟁 또는 정쟁의 주제로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다각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 벽보 및 공보지 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구는 이념적 성향(보수, 진보, 

중도) 일색으로 명확히 차별화된 정책이나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선거가 실시되

고 있다는 선거 과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

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후보자의 능력(31.8%), 정책과 공약

(25.6%), 도덕성(25.2%), 후보자의 이념(17.5%)의 순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견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후보자들의 능력, 정책, 도덕성을 알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

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이념을 통한 정당과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중심의 투표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국회 내 정당 간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 정당 간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유권자들에게, 특히 당파적 유권자들에

게 발견되는 현상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갖고 있지만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당파적 유권자들

의 투표참여는 어느 때보다 높고 투표선택도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자의 이념과 연계하여 정당 후보자로 인식하

고 있으며 다른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듯이 연계된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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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로 인해 선거과정 속에서 부각된 정책이나 공약이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정당이 유권자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이해 정서적 양극화도 깊어진다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연계된 정당의 중요성은 더욱더 짙어질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권자의 이념, 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당에 대한 선호도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은 이념적 동질성이나, 정책 가치

관의 공유보다는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호의적인 유권자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의 후보자를,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호의적인 유권자는 보수성향

의 후보자를 선택하였다. 한편, 유권자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중요

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을 배제시켰지만 유권자

들에게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와 연계된 정당을 중심으로 참여와 선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감 선거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교육감 선거를 후보자와 정책이 중심되기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환경에 휩쓸리는 

선거로 만들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교육감 선거이지만 유권

자들의 참여와 선택은 후보자들과 연계된 정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정당 간 이념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강해

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두 선거를 구분하고 있지만 현행 동시 선거

의 구조와 정당의 영향력 속에서 두 개의 선거는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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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 배제, 정치 세력과의 연대 금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

상 정치선거가 구성해 놓은 흐름 속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볼 때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선거환경에 의해 교육감이 결정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정당이 유리한 환경이라면 진보 교육감 후보자가 보수성향의 정당이 

우세한 환경이라면 보수 교육감 후보자자 당선될 것이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치선거와 교육감 선거 모두 진보를 표방하고 있

는 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선거결

과만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교육감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간접적인 변수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의 행태를 분명

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미약한 정보,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 후보자들이 펼치고 있는 선거 전략을 볼 때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 참여와 선택은 지금과 같이 정당을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직선제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광역단체장

과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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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Youngjin Kim*·Sangjoon Ka**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factors having an effect on voters’ 
decision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Likewise, the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participating in the 
superintendent election. To this end, the study attempted to analyze 
voters' ideology, perceptions of education policies, favorability for 
political parties, and evaluations of the president. Results showed that 
voters' choice of candidates f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influenced not by their ideological homogeneity or sharing policy 
values but by their favorable feelings toward the two major parties. 
On the other hand, voters' participation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was related with interest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however, favorable sentiment toward political parties was more 
important. It implied that political parties were excluded for political 
neutrality, but the voters' choice and participation were decided with 
the political party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ow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the 
electorate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made the election a 
political factor and environment driven rather than candidate and 
policy oriented.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cy elections are key to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but voters' participation and choice are 
determined by parties associated with the candidates. Meanwhile, it 
is expected that this trend gradually become stronger as partisan 
polarizat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are intensified. 

Given the weak information on candidates, relatively low interest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and the candidates' electoral strategy, 
participation and choice of the electorate in the superintendent's 
elec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arty as it is no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allow the party nomination or the 
running mate system with a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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